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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lagic Acid가 조골세포 분화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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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llagic acid is a compound found widely in strawberries, raspberries, and green tea and has been reported
to have anti-oxidant, anti-inflammatory and anti-cancer activities. In previous reports, anti-oxidants induced osteoblast
differentiation via the expression of osteogenic genes.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ellagic acid on osteoblast
differentiation using C3H10T1/2 cells. First, a MTT assay was performed to determine the concentration at which ellagic
acid does not exhibit cytotoxicity. The cells were treated at a concentration of 3 μM without cytotoxicity. The effects
of ellagic acid on the mRNA expression levels of the osteogenic genes in C3H10T1/2 cells were determined by real-time
PCR. Ellagic acid increased the expression of bone morphogenetic proteins 2 (BMP2), runt-related transcription factor
2 (Runx2), and alkaline phosphatase (ALP). In addition, ellagic acid induced the protein expression levels of BMP2,
distal-less homeobox 5 (Dlx5), and Runx2 according to a western blots assay. Next, a staining assay was performed
to evaluate the ALP activity or mineralization. Ellagic acid enhanced both the ALP activity and mineralization. In
addition, ellagic acid recovered lipopolysaccharide-induced osteoblast differentiat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ellagic
acid may enhance osteoblast different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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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Kim 등, 2011; Kim, 2009). 조골세포 분화는 사이토카인
(cytokine)인 bone morphogenetic proteins 2(BMP2)

우리나라는 평균 수명이 점차 증가하는 것과 동시에 노인

(Yamaguchi 등, 2000; Massagué, 1998; Schmitt 등, 1999)

성 질환 및 대사성 질환의 발병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와 distal-less homeobox 5(Dlx5), runt-related tran-

(Jeong 등, 2017), 이러한 질환들의 관리가 중요하다. 그중

scription factor 2(Runx2), alkaline phosphatase(ALP),

골다공증은 21세기에 접어들면서 현저하게 증가하는 질병

osteocalcin(OC) 등과 같은 다양한 전사인자(transcription

중 하나로 환경적, 유전적 그리고 식이습관에도 영향을 미치

factor)에 의해 유도된다(Lee 등, 1999; Ducy 등, 1997; de

는 질병이다(Seo 등, 2011; Kanis 등, 1994).

Jong 등, 2004). 뿐만 아니라 항산화 물질에 의해 Runx2,

뼈(bone)는 약하고 오래된 뼈를 제거하는 파골세포(osteoclast)와 그곳을 새롭고 튼튼하게 채워주는 조골세포(osteo-

ALP 등의 유전자 발현이 증가하여 조골세포 분화가 유도된
다는 보고가 있다(Kim 등, 2018; Son 등, 2018a).

blast)가 반복적으로 작용하는 역동적인 조직이다(Canalis,

Lipopolysaccharide(LPS)는 대식세포를 활성화해 염증

1985). 조골세포는 중간엽 줄기세포에서부터 분화하고, 분

성 매개체 및 사이토카인의 방출을 비롯한 다양한 염증 반응

화는 복잡한 신호 전달을 통하여 조절된다(Jeong 등, 2017;

을 유도할 수 있다(Corriveau와 Danner, 1993). 이런 염증
유도 인자인 LPS는 Toll-like receptor와 결합하여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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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전달 물질의 활성화를 통하여 조골세포에서 분화를 억
제하고 파골세포 분화를 증가한다는 연구가 있다(Sato 등,
2004; Zou와 Bar-Shavit, 2002).
Ellagic acid(2,3,7,8-tetrahydroxy [1]-benzopyrano
[5,4,3-cde]benzopyran-5,10-dione)는 1831년에 B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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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RIPA buffer는 ATTO(Tokyo, Japan)에서 구입
하여 사용하였다. Western Bright ECL은 Advansta(Menlo
Park, CA, US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세포 배양
Mouse 중간엽 줄기세포인 C3H10T1/2 세포 유지 시에
Fig. 1. Chemical structure of ellagic acid (C14H6O8).

는 low-DMEM 배지에 10% FBS와 1% 항생제(100 U/mL
penicillin-100 μg/mL streptomycin)를 첨가하여 37°C, 5

connot에 의해 발견되었다(Fig. 1)(Malini 등, 2011). Ella-

% CO2 조건하에서 배양하였다(Kim 등, 2003). C3H10T1/

gic acid는 라즈베리, 딸기, 포도, 녹차 등의 ellagictannins

2 cells을 35와 24-well plate에 배양하여 80% 포화하게

이라 칭하는 가수분해성 tannins으로 많은 과일, 견과 껍질

되면 3 μM ellagic acid와 1 μg/mL LPS가 포함된 배지로

식물 추출물에서 발견되는 자연 발생 폴리페놀 화합물(poly-

2일마다 배지를 교체하면서 분화를 유도하였다.

phenolic compound)이다(Soong과 Barlow, 2006; Türk
등, 2010; Plundrich 등, 2013). Ellagic acid는 항암제, 항

세포독성 시험

바이러스제, 항알레르기성, 항염증제 및 항당뇨병 등의 효과

Ellagic acid에 대한 세포독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MTT

가 있다고 보고되어 있다(Malini 등, 2011; Abraham, 1996;

assay를 수행하였다(Stockert 등, 2012). C3H10T1/2 cells

Khanduja 등, 2006; Abuelsaad 등, 2013; Choi와 Yan,

을 48-well plate에 well당 3×10 개로 접종하여 ellagic

2009; da Silva Pinto 등, 2010). 뿐만 아니라 노화 모델

acid를 1, 3, 10, 30, 100 μM의 농도로 처리하여 48시간 동안

마우스인 D-galactose 마우스에서 ellagic acid가 항산화

배양하였다. MTT를 0.5 mg/mL의 농도로 처리하여 같은

및 항염증, 항 아포프토시스 효과를 나타낸다고 보고되었다

조건에서 2시간 동안 배양한 후 배지를 제거하고 불용성

(Chen 등, 2018). 하지만 아직 조골세포에서 ellagic acid에

formazan 결정을 DMSO로 용해시켜 540 nm에서 흡광도를

의한 분화 효과의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다.

측정하였다.

4

본 연구에서는 ellagic acid가 조골세포 분화에 어떤 영향
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C3H10T1/2 세

유전자 발현 분석법

포에서 ellagic acid의 처리에 의해 조골세포 분화 마커 유전

조골세포에 ellagic acid(3 μM)를 처리하여 2, 4, 6일 동

자 발현 및 단백질의 발현을 확인하고 ALP 활성 및 석회화를

안 배양하였다. 배양한 세포는 dPBS로 세척하여, Tri-sol-

통하여 조골세포 분화 정도를 확인하였다.

ution을 이용하여 C3H10T1/2 cells에서 총 RNA를 추출
TM

및 분리하였다. 5 μg RNA를 TOP script

RT Dry MIX를

이용하여 complementary DNA(cDNA)를 합성하였다. Ampi

재료 및 방법

GeneTM qPCR Green Mix Hi-ROX와 primer가 포함된 혼

실험 재료 및 시약

합물 9 μL와 cDNA 1 μL를 polymerase chain reaction

본 실험에서 사용된 C3H10T1/2 세포는 ATCC(Amer-

(PCR) 사이클을 45회 수행하였다. PCR 반응 조건은 95°C

ican Type Culture Collection, Manassas, VA, USA)에서

에서 10분, 95°C에서 30초, annealing 온도에서 30초, 72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Low-DMEM, penicillin, strepto-

°C에서 30초 후 다시 95°C에서 30초로 돌아가는 cycle을

mycin은 Gibco BRL(Grand Island, NY, USA)에서 구입하

반복하고 72°C에서 5분을 수행하였다(Kim 등, 2013). 중합

여 사용하였고, fetal bovine serum(FBS)은 Atlas Biolog-

효소 반응에 쓰인 primer의 정보는 Table 1에 나타내었다.

icals(Fort Collins, CO, US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으며,
ellagic acid는 Cayman Chemical(Ann Arbor, MI, USA)에

단백질 발현 분석법

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MTT[3-(4,5-dimethylthiazol-

35 mm dish에서 배양한 C3H10T1/2 세포에 ellagic acid

2-yl)-2,5-diphenyltetrazolium bromide], ponceau, skim

를 처리한 샘플을 RIPA buffer를 사용하여 단백질을 회수하

milk, BCIPⓇ/NBT, alizarine red, LPS는 Sigma-Aldrich

였다. 추출한 단백질은 Bradford 방법으로 정량하였다. 동

Co.(St. Louis, MO, US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으며,

일한 양의 단백질을 sample buffer를 첨가하여 100°C에서

DMSO는 Duchefa(Haarlem, The Netherlands)에서 구입

5분 동안 끓인 후, SDS polyacrylamide gel electro-

하여 사용하였다. Tri-solution은 Bioscience Technology

phoresis(SDS-PAGE)를 수행하였다(Son 등, 2018b). 전

TM

RT

기영동이 끝난 gel 상의 단백질은 transfer 장치를 이용하여

Dry MIX는 Enzynomics(Daejeon, Korea)에서 구입하였으

polyvinylidene fluoride(PVDF) membrane에 단백질을 이

며, AmpiGeneTM qPCR Green Mix Hi-ROX는 Enzo Life

동시켰다. 단백질이 잘 이동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pon-

Sciences(Farmingdale, NY, US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

ceau 염색을 하였고, 확인 후 Tris-buffered saline with

(Gyeongsan, Korea)에서 구입하였고, TOP script

Ellagic Acid는 조골세포 분화를 유도

Table 1. Oligonucleotide sequence of mouse primer
Gene
Forward primer
BMP2
AAGCGTCAAGCCAAACACAAAC
Runx2
AGATGACATCCCCATCCATC
ALP
AACCCAGACACAAGCATTCC
β-Actin
TTCTACAATGAGCTGCGTGT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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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erse primer
GCCACGATCCAGTCATTCCAC
GTGAGGGATGAAATGCTTGG
GAGAGCGAAGGGTCAGTCAG
GGGGTGTTGAAGGTCTCAAA

BMP2: bone morphogenetic proteins 2, Runx2: runt-related transcription factor 2, ALP: alkaline phosphatase.
Tween 20(TBST) buffer로 세척하였다. Membrane을 5%
skim milk로 blocking 한 후 1차 항체를 4°C에서 overnight
하여 반응시켰다. TBST로 10분씩 4번 세척 후 2차 항체를
반응시켰다. 다시 TBST로 10분씩 4번 세척 후 Western
Bright ECL reagent 1과 reagent 2를 1:1로 혼합하여 단백
질의 발현을 확인하였다.

Alkaline phosphatase 염색 분석
24-well plate에 C3H10T1/2 세포를 5×104개로 접종하
여 ellagic acid를 처리하여 2주 동안 배양하였다. 이후 배양
액을 제거하고 dPBS로 세척하여 4% formaldehyde로 1분
간 실온에서 고정시켰다. 세포의 고정이 끝난 후, BCIPⓇ/
NBT로 5분간 염색하고 3차 증류수로 세척하였다(Jang 등,
2011).

Fig. 2. Cytotoxicity of ellagic acid in C3H10T1/2 cells. Cytotoxicity in C3H10T1/2 cells was determined using MTT assay after
incubation with 1, 3, 10, 30, and 100 μM ellagic acid for 2 days.
Ellagic acid (10 μM) significantly induced cytotoxicity in C3H10
T1/2 cells. *P<0.05 compared to the untreated control, respectively. Results were presented as means±SE (n≥3).

골의 석회화 측정
C3H10T1/2 세포를 24-well plate에 5×104개로 접종하

에서는 3 μM의 농도를 사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여 ellagic acid를 처리하여 3주간 배양하였다. 그 후 배지를
제거하고 dPBS로 세척하여 4% formaldehyde로 1분간 실

Ellagic acid가 조골세포 분화 마커 유전자에 미치는 영향

온에서 고정시켰다. 세포의 고정이 끝난 후 2% alizarine red

BMP2는 Runx2, Dlx5, Osterix 등의 유전자 발현을 조절

solution으로 5분간 염색하고 3차 증류수로 세척하였다

하여 조골세포 분화를 유도한다(Matsubara 등, 2008; Lee

(Jang 등, 2012).

등, 2003). Ellagic acid의 조골세포 분화 효과를 확인하고자
분화 마커 유전자 발현분석을 수행하였다. Real-time PCR
을 통하여 조골세포 분화의 관련 유전자인 BMP2, Runx2,

통계처리
본 연구에서 얻은 결과는 평균±표준오차로 표시하였고,

ALP의 유전자 발현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ellagic acid의

통계 처리는 GraphPad Prism 5(GraphPad Software Inc.,

단독처리에 의해서 시간 의존적으로 BMP2, Runx2, ALP의

San Diego, CA, USA)에서 Student’s t-test를 이용하였으

발현이 증가하였다(Fig. 3A). 다음으로 western blot 분석

며, P<0.05, P<0.01인 경우 대조군과 ellagic acid 처리군

을 통하여 ellagic acid에 의한 단백질 발현 정도를 확인하였

사이에 유의성이 있음을 인정하였다.

다. 그 결과 ellagic acid 처리에 의해 시간 의존적으로 BMP2,
Dlx5, Runx2의 발현이 증가하였다(Fig. 3B). 뿐만 아니라

결과 및 고찰

Fig. 3C에서 ellagic acid의 농도 의존적으로 BMP2, Runx2,
ALP의 발현이 증가하였다. 마지막으로 western blot 분석

조골세포에서 ellagic acid의 세포독성

을 통하여 ellagic acid의 농도에 따라 단백질 발현 또한 농

C3H10T1/2 세포는 조골세포 또는 지방세포로 분화된다

도 의존적으로 Dlx5, Runx2의 발현이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고 알려진 중간엽 줄기 세포이다(Huang 등, 2009; Date 등,

(Fig. 3D). 이전에 연구에서 ellagic acid 처리가 파골세포

2004). 세포독성이 나타나지 않는 농도를 확인하기 위해

분화를 억제한다는 보고가 있다(Rantlha 등, 2017). 본 연구

MTT 분석법을 이용하여 C3H10T1/2 세포에서 ellagic acid

결과에서 ellagic acid의 농도별, 시간별 처리에 의해 BMP2,

의 세포독성 여부를 확인하였다(Fig. 2). 2일 동안 1, 3, 10,

Runx2와 ALP의 mRNA 발현과 protein levels이 증가하는

30, 100 μM의 농도에서 세포독성 여부를 알아본 결과 1,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조골세포 분화에 있어서 ella-

3 μM의 농도에서는 독성을 나타내지 않았지만 10, 30, 100

gic acid가 positive regulator임을 입증한다.

μM의 농도에서 독성을 나타냈다(Fig. 2). 따라서 이후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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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3. Ellagic acid induces osteoblast differentiation in
C3H10T1/2 cells. (A) C3H10T1/2 cells were incubated
with ellagic acid (3 μM) for 2, 4, and 6 days, after which
cells were harvested for total RNA isolation. Real-time
PCR was carried out using mouse β-actin, BMP2, Runx
2, and ALP primers. (B) Western blot analysis of BMP2,
Dlx5, Runx2, and β-actin protein levels. (C) C3H10T1/2
cells were incubated with ellagic acid (+, 0.3 μM; ++,
3 μM) for 6 days, after which cells were harvested for
total RNA isolation. Real-time PCR was carried out using mouse β-actin, Runx2, and ALP primers. (D) Western blot analysis of Dlx5, Runx2, and β-actin protein
levels. *P<0.05, **P<0.01 compared to the untreated control. Results were presented as means±SE (n≥3).

C
D

Ellagic acid가 ALP 활성 및 칼슘 침착에 미치는 영향

ALP 활성이 조절되는지 확인한 결과 ellagic acid는 ALP

조골세포의 막에 존재하는 당 단백 효소인 ALP는 무기인

활성을 약 3.05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4A). 칼슘

산을 운반하고 인산칼슘을 침착시켜 세포 외 기질이 석회화

침착 정도를 확인한 결과 ellagic acid 처리에서 약 1.88배

를 유도한다(Bellows 등, 1991). Ellagic acid 처리에 의해

상승효과가 나타났다(Fig. 4B). 칼슘 침착을 확인하기 위해
Alizarin Red S 염색을 이용하였는데, 이것은 식물성 염료

A

로 칼슘에 특이적으로 결합을 한다. 이를 통해 세포 외 기질

B

에 침착된 칼슘의 양을 알 수 있다(Maeda 등, 2001; Schiller
등, 2001). 본 연구에서는 자연 발생하는 폴리페놀 화합물
중 하나인 ellagic acid가 ALP 활성 및 칼슘을 침착시켜 조
골세포 분화를 유도함을 증명하였다.

LPS에 의한 조골세포 분화 감소에 ellagic acid가 미치는
영향
LPS는 강력한 염증 유도 인자로 RANKL의 신호전달을
통하여 조골세포 분화를 억제하고 파골세포 분화를 유도한
다(Sato 등, 2004; Zou와 Bar-Shavit, 2002). 본 연구에서
Fig. 4. Ellagic acid increases ALP activity and calcium deposition on C3H10T1/2 cells. (A) C3H10T1/2 cells were incubated
with 3 μM ellagic acid for 2 weeks. *P<0.05 compared to the
untreated control. (B) C3H10T1/2 cells were incubated with 3
**
μM ellagic acid for 3 weeks. P<0.01 compared to the untreated
control. Results were presented as means±SE (n≥3).

A

는 LPS에 의해 유도된 조골세포 분화 감소를 ellagic acid
처리에 의한 조골세포 분화를 회복시킴을 확인하기 위해
real-time PCR과 western blot 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real-time PCR의 결과 LPS에 의한 조골세포 감소가 ellagic acid 농도 의존적으로 ALP 발현을 회복시킴을 확인하였

B
Fig. 5. Ellagic acid recover LPS-induced osteoblast differentiation in C3H10T1/2 cells. (A) C3H10T1/2 cells
were incubated with ellagic acid (+, 0.3 μM; ++, 3 μM)
and/or LPS (1 μg/mL) for 6 days, after which cells were
harvested for total RNA isolation. Real-time PCR was
carried out using mouse β-actin, Runx2, and ALP primers. (B) Western blot analysis of Runx2 and β-actin
*
protein levels. P<0.05 compared to the untreated control.
##
P<0.01 compared to the LPS. Results were presented
as means±SE (n≥3).

Ellagic Acid는 조골세포 분화를 유도

다(Fig. 5A). 뿐만 아니라 BMP2와 Runx2의 발현은 유의성
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같은 효과를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
다. 다음은 단백질 발현을 확인하였다. LPS에 의해 감소한
Runx2의 발현이 ellagic acid의 처리에 의해 회복됨을 확인
하였다(Fig. 5B). 이전에 항염증 효과가 있다고 보고된 resveratrol이 LPS 유도된 조골세포 분화 억제를 감쇠시켰다
(Ma 등, 2018)는 보고와 동일하게 본 연구에서도 ellagic
acid가 조골세포에서 항염증 효과가 나타났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 결과는 ellagic acid가 조골세포 분화를 유도함과
동시에 LPS에 의해 유도된 염증을 회복시키는 효과가 있음
을 증명하였다.

요

약

본 연구에서는 ellagic acid가 조골세포 분화에 미치는 영향
을 조사하였다. 먼저 MTT assay를 통하여 세포독성 실험
을 하였고 독성이 확인되지 않은 3 μM의 농도에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조골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중간엽 줄기
세포인 C3H10T1/2 세포에 ellagic acid를 처리하여 BMP2,
Runx2, ALP의 발현을 확인하였다. 또한 ellagic acid는
BMP2, Dlx5, Runx2의 단백질 발현을 증가시킴을 확인하
였다. 그리고 ALP 활성 및 Alizarin Red S 염색을 확인한
결과 ellagic acid 처리에 의해서 ALP 활성이 현저히 증가하
고 칼슘 침착 또한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뿐만 아니
라 LPS에 의한 조골세포 분화의 감소가 ellagic acid에 의해
회복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을 토대로 천연 폴리페
놀 화합물인 ellagic acid는 조골세포 분화를 촉진한다는 것
을 알 수 있고, ellagic acid는 골 질환 예방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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